
1. 기능성 식품의 용어

1984∼1986년에 일본의 문부성 특정연구사업의

하나인 「식품기능의 계통적 해석과 전개」에서 처

음 거론되어, 영양성(1차)과 기호성(2차)에 식품의

생체조절성(3차기능)을 강조하여 3차기능을 주 기

능으로 한 식품을「기능성식품 (Physiologically

Functional Food)」이라는 용어로 칭한다. 생체방

어, 신체리듬 조절 등의 기능이 생체에서 충분히 발

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일상적으로 섭취 가능한 식

품을 말하며, 일본 보건후생성에서(1991년)는 특정

보건용식품(FoSHU: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만들고, 2001년 4월 보

건기능식품(Health Function Foods)으로 제품형

태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다. Designer Food,

Functional Food, Nutraceutical, Pharmafood,

Performance Food, Vita- Food, Phytochemical,

Foodaceutical 등이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Dietary supplements, Food supple-

ments, Health food, Medical Food, 건강보조식

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일부가 광의의 기능성식품류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성식

품이라는 용어는 법규나 규정상의 용어가 아니며,

기능성과 관련된 식품의 분류는 식품공전 제4 식품

별 기준 및 규격 중에 12. 특수영양식품에 영아용

조제식 등 8종이 있으며, 13. 건강보조식품에는 정

제어유가공식품 등 24종의 식품이 있고, 인삼제품류

와 다류, 기타 식품류의 추출가공식품 등의 일부가

상기 언급한 광의의 기능성식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 현황

97년 650억불 규모이던 세계 건강기능성식품 시

장은 2005년도에 현재 시장의 10배 이상 증가되

며, 한국의 경우 수 조원 이상, 세계적으로 수 백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식품과학회(IFT )

가 최근 미국의 100대 주요 식품기업체의 CRO

(Chief Research Officers)를 대상으로 현재 연구

개발영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 발표한 결

과 건강식품과 기능성식품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

다(표1). 세계 건강기능성식품시장의 분포는 그림 1

과 같다. 미국은 자연유기식품, 기능성식품, 식이보

조제, 천연제품을 포함해 99년 총 445억불의 소비

자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2000년 NBJ 보고에 따

르면 미국에 이어 유럽이 422억불, 일본이 231.5

억불, 그리고 캐나다가 36.7억불의 소비자 판매를

보였다. 이는 식이보조제를 포함한 전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의 규모인 947.5억불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식이보조제, 자연/ 유기식품, 천연식품 및 기

능성식품은 98, 99 2년간 1,099억불에서 1,280

억불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의 성장률은 전세계적

세계의기능성식품개발및시장현황

이 부 용

특용작물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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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7%가 되어 1,380억불 규모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이 세계시장의 85% 정도를 장악했다.

3. 일본의 현황

1980년대 후반에 기능성식품 이 등장하여 1991

년에 특정보건용식품 이름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 영향으로 비타민, 미네랄, 허브류

등이 포함되는 보건기능식품 제도를 새로이 2001

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성상이 식품형태가

아닌 것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건강지향식품의 시

장규모는 1999년 기준으로 7,500억엔에 달한다.

3.1. 건강식품

범위, 기준, 규격을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

다. 일본건강·영향식품협회가 제정한 건강식품 제

품의 기준·규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

며, 50품목이 설정되어 있다. 시장규모는 1998년도

에3,493억 엔이며, 주요 유통경로는 방문판매가

53%를 차지하고 있다(표3).

3.2. 특별용도식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자를 위해 나트륨을 저감시키

거나 단백질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신장질환자를 위

해 단백질을 저감시킨 식품 및 유아용, 임신부용, 고

령자용 등 특별한 용도로 적절하다는 표시를 후생성

이 허가한 식품으로서, 현재 377건의 식품이 허가

되어 있다. 특별용도식품의 시장은 352억 엔이며,

제품현황은 다음과 같다(표4).

3.3.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개선법 제 12조의 특별용도식품 중에 1991

년에 신설하여 탄생한 특정보건용식품은“식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섭취를 통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

다.”는 3차기능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에 의

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구체적인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다. 불규칙한 식습관에 의한 생활습관병

의 1차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미국식품회사 CRO들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연구분야

순위 연 구 분 야

1 건강식품개발

2 Nutraceutical, medical food 개발

3 가공 관점에서의 식품안전

4 천연식품(natural food)

5 소재선택 관점에서의 식품안전

6 유기식품

7 저지방 또는 지방조성변형식품

8 ISO 및 QC 방법

자료 : Food Technology, 54(12), 42- 46, 2000

표 2. 일본 건강식품시장 추이

(단위 : 억엔)

구분 연도 96 97 98 99

약품업계 1,300 1,300 1,450 1,550

전문점,
백화점

1,200 1,100 1,100 1,150

직접판매 4,000 4,200 4,350 4,800

합 계 6,500 6,600 6,900 7,500

그림 1. 세계 건강기능성식품 산업분포
자료: Nutrition Business Journal, 2000년



식품기술 제15권 제1호 (2002. 3) 71

표 3. 일본의 건강식품 품목 분류

· 단백질류
1. 단백식품
2. 단백효소분해물식품
3. 모려(굴껍데기)가공 식품
4. 잉어가공식품
5. 바지락가공식품
6. 녹색홍합가공식품
7. 자라(건조분말)분말가공식품

· 지방질류
8 . E P A/ DHA함유정제어유가공

식품
9. γ- 리놀렌산 함유식품

10. 월견초유
11. 자라오일식품
12. 대두레시틴함유식품

· 당 류
13. 글루코사민식품
14. 올리고당류가공식품
15. 식이섬유가공식품
16. 키토산가공식품
17. 뮤코다당단백함유식품

· 비타민류
18. 미배아유
19. 소맥배아유
20. 대맥배아유
21. 율무배아유
22. Vitamin E 함유식품
23. Vitamin C 함유식품
24. 베타카로틴함유식품

· 미네랄
25. 칼슘함유식품

· 발효미생물류
26. 유산균(생균)이용식품
27. 효모식품
28. 식물발효식품
29. 식물엑기스발효식품

· 해초류
30. 해초류
31. 스피루리나

· 버섯류
32. 표고버섯가공식품
33. 영지버섯가공식품

· 허브 등 식물성분류
34. 인삼근가공식품
35. 가시오가피가공식품
36. 매실엑기스식품
37. 푸룬엑기스식품
38. 키타치알로에
39. 알로에베라
40. 맥류약엽가공식품
41. 진고(줄)가공식품
42. 알팔파식품
43. 배아식품
44. 녹차엑기스식품
45. 김네마실베스타가공식품
46. 가르시니아추출물식품
47. 대두사포닌가공식품
48. 대두ISO플라본식품

· 기 타
49. 화분식품
50. 프로폴리스식품

표 4. 일본의 특별용도 식품분류

품 목 분 류 표시허가 건수

병자용식품(기준,규격형)
병자용 단일식품

저나트륨 식품
저칼로리 식품
저단백질 식품
저(무)단백질 고칼로리 식품
고단백질 식품
알르겐 제거 식품
무유당 식품

99
29
7
1
7
19
2

병자용조합식품

감염식 조제용 조합식품
당뇨병식 조제용 조합식품
간장병식 조제용 조합식품
성인 비만증식 조제용 조합식품

0
176

0
6

병자용식품(개발허가형)
유아용식품
임산부용식품
고령자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저작 곤란자용 식품
연하 곤란자용 식품

8
3
13
3

합 계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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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식품 : 145품목(Fiber,

Oligosaccharide, Lactobacillus, Bifidobac-

terium)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23품

목(Peptide, Dietary Fiber , Protein)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12품목 (Peptide,

Glycoside)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 12품목(CPP,

CCM, Heme Fe, Peptide, Oligosaccharide)

충치 식품 : 8품목(Polyphenol, Sugar Alcohol)

중성지방 관련 식품 : 14품목(Indigestible Dex-

trin)

혈당치 조절식품 : 10품목(Soyprotein, Soluble

Dietary Fiber, Peptide)

현재 224개 품목이 허가되었으며, 그 시장 규모는

2000년도에 2,000억엔에 이르고 있다.

3.4 보건기능식품

보건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급하고 특별한 보

건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식품,

통상의 식품 형태가 아닌 정제, 캡슐, 분말 및 비타

민, 미네랄, 허브, 기타의 식품성분을 포함한다.

이 제도는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유용성 표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영양소기능표시 : 영양소의 생리적 역할

특정보건용도의 표시 : 특정보건용도에 적합한

표시

질병위험저하 강조표시(Health Claim) : 인정

하지 않음

보건기능식품 제도의 개요(분류 및 명칭)는 다음

과 같다.

① 영양기능식품

신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

양성분의 보급·보완을 목적으로 한 식품으로서, 영

양성분이란 식품에 본래 함유되는 성분이고, 인체에

이용되고 영양소 이외의 허브 등에 포함되는 성분을

포함한다. 그 영양성분으로는 미네랄류·비타민류·

단백질·지방산·식이섬유·허브류·기타 영양성분이

이에 해당된다.

② 특정보건용식품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관여

하는 특징의 보건기능을 가지는 성분을 섭취하는 것

에 따라,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의

보건 용도를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식품이다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준에 적합한 식품 첨가물

또는 보건기능식품이 되는 성분으로서 인정받은 것

이 아니면, 보건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보건

기능식품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그림2).

그림 2. 보건기능 식품의 제도개요

보건기능식품

의약품
(의약부외품 포함)

특정보건용식품
(개별허가형)

영양기능식품
(규격기준형)

일반식품
(소위건강식품포함)

영양성분함유표시
보건용도의 표시

(영양성분기능표시)
주의사항표시

영양성분함유표시
영양성분기능표시

주의사항

(영양성분 함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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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현황

4.1 관련제도

영양표시교육법(NLEA, Nutrition Labeling

& Education Act , 1990년)의 건강강조표시는 특

정영양소와 질병 또는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과학적 증거에 의거한 과학적

경험과 숙련을 갖춘 과학자간의 합의된 건강관련표

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예시 : 칼슘과 골다

공증 등 11가지 표현 승인)

건강보조식품 및 교육법(DSHEA, 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 Education Act, 1994년)
은 일반적인 종래의 건강보조식품의 정의 및 표시

등을 확대하였으며, 기본적으로 4가지 주요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건강보조식품의 정의를 「식품성분중 한가지 이

상을 함유하면서 식사를 보충하는 식품을 말하며,

식품성분이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총식사의

섭취를 증가시켜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사람이 이용

하는 식품성분, 허브 또는 다른 식물 등과 앞에서

기술한 각 영양소의 농축대사물, 구성물질, 추출물

또는 혼합물」 건강보조식품의 형상은 정제, 캡슐,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2) DSHEA는 다음 3가지의 영양강조에 대한 표

현과 3가지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영양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미국에서 예로부터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과 그

와 같은 질병의 유용한 이점을 표현한 것(비타민

C결핍과 괴혈병)

②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식품성분 또

는 영양의 작용에 대한 표현

③ 영양 또는 식품성분의 신체의 구조 및 기능의 유

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표

현하고 그 특징을 기술한 설명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신법에서는 판

매할 수 있다.

표 5. 보건기능식품의 표시방법

구 분 대 상 식 품 표 시 예

특정보건용식품 모든식품
·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도와

주는 식품입니다.
· 변통을 양호하게 하는 식품입니다.

영양기능식품

· 아래의 영양성분을 일정량 포함한 식품

· 비타민(A, D, E, B1, B2, B6, B12, C)

· 나이아신, 엽산(비오친), 판토 텐산,

칼슘, 철

· 비타민 D는 장관으로 칼슘의 흡수를 촉
진하고 뼈의 형성을 도와주는 영양소입
니다.

· 칼슘은 뼈나 이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입니다.(주의환기표시)

· 본 제품은 다량 섭취하여도 질병이 치료
되거나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제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 다르고 후
생노동성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1 : 보건기능식품은 질병위험저감표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 이 식품은 칼슘을 많이 포함하여 장래의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줄입니다)

주2 : 상기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외의 영양소를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고, 영양기능 표시가 가능하지 않다. 또, 허브

류에 관여하는 비교적 작용이 온화한 것에서 강한 것까지, 또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므

로 의약품 또는 특정보건용식품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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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가 그 설명서가 진실하며, 오도사실이

없다는 실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이 설명은 FDA에 의해 평가된 것이 아니며, 이

제품은 진단, 조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③ 제조업자는 FDA에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개시

한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설명을 행하고 있다

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건강보조식품의 새로운 식품성분을 화학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형태의 식품이고, 식품의 안전성은

합리적이고 입증된 논문, 사용의 역사 또는 다른 안

전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에 포함되

어 있는 식품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FDA 또는 정부에 있다.

(4) DSHEA는 건강보조식품표시위원회와 건강보조

식품사무소를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① 건강보조식품표시위원회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표시 및 설명에 관련한 규정에 대한 권장사항 개

표 7. 허브제품별 점유율

98 순위 Herb 유 용 성 98 점유율(%) 97 점유율(%) 97 순위

1 Echinacea 면역력 증진 9.79 11.93% 1

2 St. Johns Wort 우울증 개선 9.10 1.87% 17

3 Gingko biloba 기억력, 혈행개선 7.38 6.80% 3

4 Garlic 혈행개선 6.53 8.52% 2

5 Saw palmetto 전립선, 소변 4.82 4.87% 5

6 Ginseng 면역력, 생식, 당뇨 등 4.11 4.76% 6- tie

7 Goldenseal 항균, 항종양작용 3.88 5.95% 4

8 Aloe 면역력증진, 배변 3.57 4.76% 6- tie

9 Siberean ginseng 항피로, 항궤양 2.52 2.70% 11

10 Valerian 진정, 수면 2.30 1.73% 18

표 6. US Nutrition Industry Retail Sale

($ Millions)*

Years
Product Category

1996 1997 1998 1999 2000
Change
rate(%)

1996- 2000
Vitamins 4,780 5,190 5,460 5,770 6,070 27

Herbs & Botanicals 2,990 3,530 3,920 4,290 4,650 56

Sports Nutrition 1,070 1,270 1,410 1,540 1,660 55

Minerals 900 1,070 1,130 1,200 1,270 41

Meal Supplements 620 660 670 690 710 15

Specialty Ingredients & Others 920 960 1,110 1,240 1,380 50

T otal Supplements 11,280 12,680 13,700 14,730 15,740 40

Natural/ Organic Food 7,010 7,990 8,730 8,440 10,120 44

Natural/ Organic Personal Care 3,660 2,940 3,230 3,520 3,790 4

T otal Nutrition Industry 20,950 23,610 25,660 27,690 29,650 42
* Nutrition Business Journ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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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조언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 표시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립하고, 과학적 훈련 및 경

험이 있는 전문적 지식인 7인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연구결과를 대통령 및 국

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② 건강보조식품사무소 - 국립보건원(NIH)내에 설

립하여 건강관리를 개선하고, 건강유지 및 예방

함에 있어서 건강보조식품이 주는 혜택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 및 자료를 조사하고 이에 대

한 자금지원을 조달한다.

4.2 시장현황

97년도 건강식품의 시장현황을 보면 건강보조식품

이 125억달러(53.9%), 자연식품 45억달러(19.4%),

유기식품 40억달러(17.2%), 그 밖의 기타 다이어

트식품 등이 22억달러(9.5%)로 건강보조식품이 전

체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허브시장의 대약진이다. 97년 허브류 보조식품

의 매출액은 36억달러로 2년전과 비교해서 4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 미국인의 약

30%가 허브류 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 보

고가 있다. 미국의 건강보조식품은 125억달러의 시

장규모 중 65억달러(52%)가 점포판매이며, 나머지는

카달로그 및 인터넷 온라인에 의한 무점포판매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글루코사민은 최근에 관절 질환들을 위한 효과적

인 치료제로 자리를 잡았다. 이 탄수화물은 연골의

천연성분이고 관절 윤활액의 생산에 이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2,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약

13개의 임상적인 연구들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

되었다.

콘드로이친황산염은 소의 장기나 상어연골에서

나온다. 관절염과 관절질환을 보완하는 품목이다.

Coenzyme Q10(Ubiquinone)은 에너지 생산

에 관련된 lipophilic 산화방지제이다.

MSM(methylsulfonyl methane)은 천연의 유

황공급 소스로서 근육, 모발, 피부, 손톱, 발톱의 형

성에 관여한다. MSM은 알레르기, 관절통, 염증,

건염, 변비, 소장 질환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

며, 유방암,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5. 중국의 현황

보건부는 96년에 건강식품관리를 위한 규칙을 공

표 8. US sales of top ten Specialty
Supplements 1999*

($ Millions)

Specialty Supplement Sales

Glucosamine 871.8

Chondroitin Sulfate 394.1

Coenzyme Q10 288.1

Methylsulfonyl methane 102.6

Soy isoflavones 84.5

Fish Oils 82.5

Lactobacillus acidophilus 68.6

Amino acid 63.7

Flax oil 57.9

Docosahexanoic acid 44.4

T otal 2,058.2

* Hartman Group

표 9. 제품별 예상판매 성장률 전망

제품종류
판매성장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비타민 2.0 2.0 1.9 2.1

Herb/Botanicals 2.5 2.4 2.2 2.0
Sports
Nutrition 6.5 7.0 6.6 6.2

Minerals 9.0 8.0 7.6 6.8
Meal
Supplements 5.0 4.7 4.5 4.2

Specialty/ 기타 11.0 10.0 8.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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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했다. 건강식품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식품」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강식품은 특별

한 집단의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그

리고 인간의 신체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

지만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건강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으로 다음에 제시

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필요한 동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제

품이 명확하면서도 안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② 모든 원료와 최종제품은 식품의 건강에 관한 조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③ 성분배합표시나 사용된 성분들이 함량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기능상의 성

분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건강

기능과 관련된 주요원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④ 표시 및 광고, 사용설명에 나타난 정보에는 의료

상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현할 수 없다.

중국 보건부는 건강식품의 과학적검사와 표준화

를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식

품의 기능에 대한 평가절차와 검사방법”에 관한 초

안을 1996년에 작성하였으며, 1998년에 수정 발표

하였다.

이 시험방법에는 기능성 평가를 위한 기본 요구

사항, 검사항목과 검사원칙, 검사결과의 결정, 평가

에 고려할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인체 섭취

실험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24가지 기능성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면역조절기능, 노화방지, 기억력 향상, 성장 및 발

달 촉진, 피로방지, 비만완화, 산소결핍 방염제, 항

방사선성, 항돌연변이성, 항암성, 혈중 지질 조절,

소화장기능 향상, 수면개선, 영양성 빈혈개선, 화학

적 손상에 의한 간장보호, 수유촉진, 미용개선, 시

력향상, 납제거 촉진, 인후열 제거 및 습윤, 혈압조

절, 골밀도 향상 등).

6. 한국의 현황

6.1 건강보조식품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

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

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

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

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6.2 특수영양식품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한 용

도에 제공할 목적 또는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목적

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일상의 식

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

공한 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을 말한

다.(조제식, 영.유아식, 환자용 등 식품제외)

6.3 인삼제품류

인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제

품을 말하며, 주원료로 인삼 또는 홍삼을 소량 사용

한 것도 포함한다. 인삼 제품류로는 농축인삼류, 인

삼분말류,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과자류, 홍삼차

류, 홍삼음료 등 15가지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6.4 다 류

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침출

차, 분말차, 과실차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

성 식품을 말한다.

6.5 기타 식품류

과·채가공품류는 과실류 또는 채소류를 절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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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마쇄 또는 농축 등 단순가공한 것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및 가공한 과실류가공품이나 채소류가공품

등을 말하며, 벌꿀은 꿀벌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

장·숙성한 것을 말하고, 추출가공식품은 식용동물

성 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

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로 가하여 가공

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재제·가공소금은 해수나 암

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

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조

리, 저장 등의 원료나 직접 식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6 수입현황

2000년도 1,733억원의 기능성식품(건강보조.특

수영양식품)수입이 미국 1,118억원, 일본 257억원,

중국 63억원 정도가 수입되었고, 수입업체는 한국

암웨이, 롱제비티인터내셔널, 썬라이더코리아, 남양

알로에, 한국허벌라이프 순으로 나타냈다.

수입 적합으로 통관된「기능성식품」의 세부 품목

군 별로 실적을 집계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은 768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건강보조식품품목군중 정제어유

(147억원)와 알로에(146억원), 화분가공식품(139억

표 10. 한국의 건강지향적 식품의 분류

건강보조식품(24개 품목군, 정제어유 외 24종)

1. 정제어유(뱀장어유 EPA/ DHA) 10. 배아 19. 알로에

2. 로얄제리 11. 옥타코사놀 20. 매실추출물

3. 효모 12. 대두레시틴 21. 자 라

4. 화분 13. 알콕시글리세롤 22. 베타카로틴

5. 스쿠알렌 14. 포도씨유 23. 키토산

6. 효소 15. 식물추출물 발효식품 24. 프로폴리스

7. 유산균 16. 뮤코다당, 단백식품

8. 조류(클로렐라/스피루리나) 17. 엽록소

9. 감마리놀렌산 18. 버섯

건

강

지

향

적

식

품

특수영양식품(2개 품목)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인삼제품류(15개 품목)

농축인삼류 인삼과자류 홍삼분말류
인삼분말류 당침인삼 홍삼차류
인삼음료 인삼캅셀(정)류 홍삼음료
인삼차류 기타인삼식품 홍삼캅셀(정)류
인삼 통.병조림류 농축홍삼류 기타홍삼제품

다류(4개 품목)

침출차(녹차 등)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기타 식품류(4개 품목)

과·채류가공품류(녹즙 등) 벌꿀 재제·가공소금(죽염 등)
추출가공식품(달팽이엑기스, 산양동물추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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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효모식품(60억원)이 높은 실적을 보였다. 또한

919억원 수입실적을 올린 특수영양식품은 영양보충

용식품이 89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수입제품 중 국내 건강보조식품의 품목으로 속하

표 11. 94- 99년도 건강보조식품 품목군별 시장(전체)

[소비자가기준:백만원]

연도별
품목군

94 95 96 97 98 99 증감율(%)

1. 정제어유 115,308 118,401 160,672 73,885 37,334 58,527 56.8

2. 로얄제리 24,135 20,806 22,578 10,721 12,082 11,140 - 7.8

3. 효모식품 42,776 72,034 97,720 64,257 39,925 50,739 27.1

4. 화분가공 60,430 105,518 93,303 58,446 39,099 46,429 18.7

5. 스쿠알렌 191,346 174,380 112,722 109,604 25,550 45,698 78.9

6. 효 소 69,885 83,168 79,554 43,552 30,794 33,581 9.1

7. 유 산 균 7,361 10,520 21,762 14,329 19,829 28,030 41.4

8. 조류식품 2,347 3,792 16,564 13,811 7,976 12,653 58.6

9. 감마리놀렌산 2,601 9,752 11,606 23,508 8,625 5,304 - 38.5

10. 배아식품 17,073 23,540 59,052 27,839 14,574 12,746 - 12.5

11. 레시틴가공 1,026 2,346 3,223 3,643 1,995 3,603 80.6

12. 옥타코사놀 1,670 353 5,820 2,458 578 2,081 260.1

13. 알콕시 글리세롤 32,535 33,474 18,764 20,831 3,807 10,251 169.3

14. 포도씨유 413 668 193 71 153 242 58.4

15. 식물추출물 11,360 7,488 7,901 8,796 5,368 7,096 32.2

16. 단백식품 9,805 33,751 43,308 51,364 18,992 23,718 24.9

17. 엽 록 소 1,303 2,438 4,197 6,459 4,922 4,344 - 11.7

18. 버섯가공 12,821 21,857 23,747 32,834 14,277 22,108 54.9

19. 알 로 에 105,889 107,649 111,390 98,274 88,757 127,744 43.9

20. 매실가공 3,332 4,590 4,236 2,664 3,248 3,374 3.9

21. 칼 슘 51,843 97,964 149,722 127,642 89,852 135,573 50.9

22. 자라가공 33,784 37,300 35,220 37,009 13,242 26,092 37.0

23. 베타카로틴 - - 12,464 15,847 5,234 11,995 129.2

24. 키 토 산 - - 9,317 109,037 123,426 172,736 40.0

25. 프로폴리스 - - 18,510 23,538 12,161 17,166 41.2

총 계 799,043 971,789 1,123,545 980,419 621,800 872,970 40.4

[증감률(%) : (99년도실적- 98년도실적)/ 98년도실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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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건강보조식품 상위 5개 품목군별 점유율

연도 94 95 96 97 98

순위 품 목 군점유율(%) 품 목 군점유율(%) 품 목 군점유율(%) 품 목 군점유율(%) 품 목 군점유율(%)

1 스쿠알렌 24 스쿠알렌 18 정제어유 14 칼 슘 13 키 토 산 20

2 정제어유 14 정제어유 12 칼 슘 13 스쿠알렌 11 칼 슘 14

3 알 로 에 13 알 로 에 11 스쿠알렌 10 키 토 산 11 알 로 에 14

4 효 소 9 화분가공 11 알 로 에 10 알 로 에 10 효 모 6

5 화분가공 8 칼 슘 10 효 모 9 정제어유 8 화분가공 6

계 68 62 56 53 60

표 13. 기능성식품(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 식품유형별 2000년도 수입현황

품목 순서 수입업체명 수입건수(건) 중량(kg) 수입실적(천원) 비고(수입가격 $)

건

강

보

조

식

품

1
2
3
4
5

정제어유가공식품
로양젤리가공식품
효모식품
화분가공식품
스쿠알렌식품

224
234
316
489
58

227,940
133,854
331,589
422,858

72,141

14,679,952
3,134,416
6,072,118

13,953,113
4,369,342

11,292,271
2,411,089
4,670,860

10,733,164
3,361,032

6
7
8
9
10

효소식품
유산균함유식품
조류식품
감마리놀렌산식품
배아가공식품

65
77

112
61
39

9,257
43,748
58,911
46,958
21,160

1,196,346
3,604,371
2,352,544
2,038,360

293,076

920,266
2,772,593
1,809,649
1,567,969

225,443

11
12
13
14
15

레시틴가공식품
옥타코사놀식품
알콕시글리세롤식품
포도씨유식품
식물추출물발효식품

25
18
9

23
20

16,862
560

2,070
96,309

3,413

215,420
101,852

39,644
213,937
577,327

165,708
78,348
30,495

164,567
444,098

16
17
18
19
20

뮤코다당·단백식품
엽록소함유식품
버섯가공식품
알로에식품
매실추출물식품

67
105
50

294
40

13,190
6,920
4,913

1,672,518
46,329

744,579
313,789
818,453

14,646,009
1,014,763

572,753
241,376
629,579

11,266,161
780,587

21
22
23
24

자라가공식품
베타카로틴식품
키토산가공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 가공식품

73
56
70
77

14,937
13,235
12,733
11,569

1,633,776
2,402,166
1,720,050

692,496

1,256,751
1,847,820
1,323,115

532,689

건강보조식품 소계 2,602 3,283,974 76,827,899 59,098,383

특
수
영
양
식
품

1
2
3
4
5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환자용식품
식사대용식품

1
160

1,736
17
3

70,500
579,397

6,162,715
102,516

5,252

148,199
2,089,125

89,267,745
374,279

43,449

113,999
1,607,019

68,667,496
287,907

33,422

특수영양식품 소계 1,917 6,920,380 91,922,797 70,709,843

수 입 총 계 4,519 10,204,354 168,750,696 129,80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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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대부분 외국의 건강식품이 영양보충용식품

군으로 수입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7. 한국의 기능성식품 시장 전망

최근 수년간 건강보조식품시장은 외환위기 등의

국내·외 경기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시장의 변동폭이 심하고 통계자료가 광범위하고 세

세하게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예

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건대

2002년도 건강보조식품시장은 전년대비 17% 정도

성장한 약 1조3천5백억 시장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

다. 다소 호황이 예견되고 있고, 주력 유통인 다단

계판매와 방문판매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식품대기업의 건강보조식품시장 진입과 판매성장

조짐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식품사

업에 3년간 공들여온 대상(주)의 판매 활성화가 예

상되고 있고, 제일제당의 시장 진입과 롯데제과, 삼양

사 등의 신규 진입 검토가 그 예이다. 이들 대기업

의 참여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긍정

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할 것이며, 자본력을 앞세운 적

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확대와 매출증대를 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계류 중에 있는 법률안

이 통과되어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건강지향식품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면 유용성 표

시와 업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P.L법(제조물책

임법)은 업계의 압박요소로 판매를 다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